
공약번호 
110  주민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
이행단계
이행 후
계속추진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사업기간 고용창출 시민참여

임기내 성남시 지속 장기 - 명 - 명

주관부서 기후에너지과 과장 오세찬 729-2160, 에너지관리팀장 최병선 729-3291, 담당 허윤석 ☎729-3294

협조부서 - -

협력체계 한국지역난방공사

시민참여 설명회, 홈페이지, SNS 등 웹소통

□ 정책목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보급하여 
연료비 절감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개    요
  ❍ 근거법령: 「집단에너지 사업법」제8조
  ❍ 사업대상: 원도심에 위치한 공동주택에서 난방방식(개별, 중앙난방)을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 사업기간: 2012. 5. ~
  ❍ 도입대상

   

당     초 변     경

단대동 진로, 신흥동 두산/한신,
하대원동 아튼빌 등 4개단지 3,195세대 단대동 진로아파트 499세대

  ❍ 지원내용

   

구  분
외부공사비 내부공사비

공사비 부담금 초과 공사비 공사비 부담금

지원내용 세대별 100만원이내 현장 여건에 따름 없음

부담주체 성남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유자(장기수선충당금)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연  간 ∘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폐지

2019년 연  간 ∘ 원도심 지역난방 도입 추진계획 변경 보고
∘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제정 공포

2020년 연  간 ∘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개정 검토

2021년 연  간
∘ 원도심 지역난방 도입 추진계획 변경 보고
∘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
∘ 단대동 진로아파트 지역난방 도입

2022년 이후 지  속 ∘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단지 지역난방 공급 확대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313 313 313

시비 313 313 313

□ 목표달성 확인지표 ※ 공약추진율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추진방침 결정
기존 조례 폐지 30 방침 결정

기존 조례 폐지
9월 방침 결정

12월 기존 조례 폐지 100

2019년 추진방침 변경
지역난방 지원 조례 제정 30 방침 변경

조례 제정
4월 방침 변경
12월 조례 제정 100

2020년 지역난방 지원사업 주민설명회
조례 개정 검토 20 주민설명회

조례 개정 검토
주민설명회 2회
조례 개정 검토 100

2021년
추진방침 변경
조례 일부개정

단대동 진로아파트 지역난방 지원
20

방침 변경
조례 일부개정
지역난방 지원

3월 방침 변경
8월 조례 일부개정
10월 지역난방 공급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추진방침 방침 결정 방침 결정 방침 변경

지역난방 지원 조례
기존조례

폐지
조례 제정 개정 검토 일부개정

주민설명회
신흥동두산

하대원아튼빌
단대동진로

지역난방 지원 단대동진로

    ∙ 사업추진상황

주민설명회 단대동 진로아파트

◦ 지역난방 개념과 효과 안내

◦ 지역난방 전환조건 및 절차 안내

◦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시기 안내

◦ 지원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 안내

◦ 위    치: 수정구 단대로23번길 32

◦ 사용승인: 1998년 12월

◦ 세 대 수: 499세대

◦ 난방방식: 중앙난방



  ❍ 공약사업 이행상황(상세)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2018년
공약사업 추진방침 결정
지역난방 지원 조례 폐지

주민설명회 개최

◦ 1. 19.: 수진동 산호, 신흥동 띠아모아파트 
주민설명회

◦ 9. 16.: 운영방안 변경(지원기금 폐지→일반회계)
◦ 10. 17.: 신흥동 두산아파트 주민설명회
◦ 12. 24.: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

◦ 2019. 3. 11.: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

2019년
공약사업 추진방침 변경
지역난방 지원 조례 제정

주민설명회 개최

◦ 1. 24.: 신흥동 두산아파트 2차 주민설명회
◦ 4. 16.: 운영방안 변경(내부공사비 융자이자 지원)
◦ 5. 29.: 하대원동 아튼빌아파트 주민설명회
◦ 11. 18.: 단대동 진로아파트 주민설명회
◦ 12. 23.: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2020년 지역난방 지원 조례 개정 검토
◦ 1. 16.: 단대동 진로아파트 회의
◦ 7~11월: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검토

2021년

공약사업 추진방침 변경

지역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

단대동 진로아파트 지역난방 지원

◦ 3. 22.: 운영방안 변경(사업량 변경, 내부공사비 
지원 제외)

◦ 7. 28.: 단대동 진로아파트 보조금 교부
◦ 8. 2.: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 10. 29.: 단대동 진로아파트 지역난방 열공급개시

◦ 「원도심 지역난방 도입 추진계획 
변경 보고」(3. 22. 방침결재)

  - 사업량 변경(3,195세대→499세대)
  - 내부공사비 융자이자 지원 불가

    ∙ 단대동 진로아파트 현장사진

단지 내부공사(열교환기 설치) 열수송관 공사 준공(2021. 10. 29.)

  ❍ 향후계획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2022년
이후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 확대
◦ 원도심 기존 공동주택: 지역난방으로 난방방식 

전환 시 보조금 지급 가능(소유자 80% 이상 동의)

◦ 원도심 열수송관 2단계 구축
◦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단지 

지역난방 공급 확대

  ❍ 협력체계 구축

단체(기관)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비고

한국지역난방공사
◦ 원도심 열수송관 매설
◦ 아파트 열수급계약
◦ 외부공사(분배관공사) 시행 등

◦ 원도심 열수송관 1단계 구축 완료
◦ 단대동 진로아파트 열수송관 공사 완료

◦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단지 
지역난방 도입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집행률(E)
F/(B+C)

총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율(H)

(I/C)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계 100 313 - 100 313 - - - 313

시비 100 313 - 100 313 - - - 313

□ 공약사업 연속성 확보 방안

❍ 지역난방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원도심 열수송관 2단계 구축을 위한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 기대효과 

  ❍ 지역난방 사용으로 개별·중앙난방 대비 에너지 손실 감소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기대

  ❍ 주민의 경제부담 경감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